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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행동 강령 

 

이 공급업체 행동 강령(“강령”)에는 General Motors Company(“GM”)가 GM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공급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공급업체”)에 대해 요구하는 행동 강령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강령은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제품 및 운영에 대한 당사의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또한 GM이 서명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청렴성, 책임 있는 소싱 및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GM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GM은 모든 공급업체가 자사의 공급망을 통해 이와 유사한 요구 사항을 

하달할 것을 기대합니다. 

GM은 공급망 전체에 걸쳐 당사의 표준을 충족하고 GM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공급업체와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GM은 공급업체가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법률, 규정 및 GM 정책을 준수하며, 또한 GM 행동 강령, Winning with 

Integrity 및 본 강령의 원칙과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권  

 

GM은 모든 공급업체가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완화하고, 또한 이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프로세스를 적절히 마련할 것을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GM의 인권 정책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대치를 준수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기대되고 또한 요구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은 인권과 관련하여 GM의 업무에 대한 지도적인 토대로 

역할을 합니다. GM은 또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즉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국제인권장전, 세계인권선언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급업체도 이를 준수하는 

노력을 다해 주길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이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https://investor.gm.com/static-files/265a1dc0-adc5-4d38-ab41-2c58e575692d
https://investor.gm.com/static-files/265a1dc0-adc5-4d38-ab41-2c58e575692d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GM_Global_Human_Rights_Poli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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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선택에 의한 고용 

공급업체와 그의 고용 기관은 노예, 강제 수감자, 담보, 견습공 계약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노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인신매매에 관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고용 과정의 일부로 고용 조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서면 고용 계약 또는 통지를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그들이 본국을 떠나기 전에 고용 계약서를 받으며, 현지 법률을 따르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 국가에 도착 시 이들을 대체하거나 교체하지 않습니다. 피고용자는 반드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자유롭게 고용 관계를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동의 자유 

공급업체와 그의 고용 기관은 안전 또는 보안 목적을 위해 합법적이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의 기숙사 또는 생활 구역 등 회사가 제공한 시설에 출입하는 데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임금이 입금되는 은행 지불 카드의 보관,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숙박 시설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와 그의 고용 기관은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여권 또는 취업 허가증과 같은 신분 또는 이주 관련 문서를 파기, 유보 또는 

은닉하지 않습니다.  

 

아동 노동  

공급업체와 그의 고용 기관은 아동 노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GM은 아동 노동 사용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와 채용된 근로자의 연령이 ILO 최소 

연령 협약(No. 138)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장치를 시행하며, 또한 요청 시 

이러한 확인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공급업체의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이 발견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아동 고용을 중단하고 아동을 교정/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공급업체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미성년 근로자")를 사용하여 그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근로자가 그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에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공급업체는 미성년 근로자를 즉시 

해당 상황에서 배제하고 연령에 적합한 대체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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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공급업체는 근로 시간에 관한 현지 법률 및 단체 교섭 협약(해당되는 경우)을 준수합니다. 근로 

시간은 반드시 현지 법률에서 정한 최대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 및 수당 

공급업체와 그의 고용 기관은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시간, 병가 및 법적으로 규정된 수당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임금에 관한 모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수당 및 보수를 

제공합니다. 공급업체는 징계 조치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채용 비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각 급여 기간에 대해 공급업체는 수행한 작업에 대한 정확한 

보수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시의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서면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하며, 법적 최저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시직, 파견직 및 외주 노동의 

모든 사용은 현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지 법률이 없는 경우, 학생 근로자, 

인턴 및 견습생의 임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신입 근로자와 최소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임금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인정된 통화로 적시에 직접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현지 법률에 따라 근무 시간 및 임금 관련 문서를 기록합니다. 

인도적 대우  

공급업체는 폭력, 성별 기반 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모욕 또는 근로자에 대한 언어 폭력 등, 가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도 있어선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요구 사항의 위반에 대해 징계 정책 및 절차를 적절히 마련해야 

합니다. 

채용 관행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공급업체의 대리인 또는 하청 대리인의 채용 수수료 또는 기타 그들의 

고용에 대한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직자와 근로자가 그러한 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 받는 경우 공급업체는 그들에게 전액을 상환합니다. 

공급업체가 인력 중개자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윤리적인 고용 관행을 적용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분증을 맡아두는 행위를 하지 않는 중개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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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괴롭힘 금지  

공급업체는 작업장 내에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공급업체는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임신, 종교, 정치 단체 가입, 노동조합 회원, 재향 군인 신분, 보호받는 유전 정보, 결혼 여부, 

또는 임금, 승진, 보수 및 교육 기회와 같은 고용 및 고용 관행을 포함하여 법으로 금지된 기타 

사유를 근거로 피고용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협박, 폭력 또는 기타 불리한 행동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사의 자유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하고, 단체 교섭을 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 및 ILO 핵심 협약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또한 근로자가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권리도 아울러 존중합니다. 공급업체는 표현,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 회원 및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여하한 형태의 위협, 협박, 물리적 또는 법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취약 집단 

공급업체는 자신의 비즈니스 및 공급망 내에서 취약한 집단의 권리, 특히 여성, 원주민, 아동,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고용 수준에 걸쳐 동일한 

급여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성희롱 예방, 

신체적 안전 제공, 수유모를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여성 근로자들에게 특히 일반적인 건강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인권 옹호자 

인권 옹호자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공급업체는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시민 참여 및 인권을 

위한 안전하고 활성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위협, 협박 또는 공격을 용인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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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GM은 공급업체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칭송하며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문화를 개발하고 촉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급업체는 

이사회를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인력과 리더십에서 다양성을 장려해야 합니다. 

 

건강 및 안전  

 

공급업체는 자사의 모든 직원에게 법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 충족하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의 직원을 위한 안전 절차 및 작업장 

안전사고 근절 목표의 추진을 위한 추적 도구를 갖춰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직원은 근로를 

거부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자신의 구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자의 건강과 안전을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직업 안전  

공급업체는 위험 제거, 프로세스 또는 자재의 대체, 적절한 설계를 통한 제어, 엔지니어링 및 

관리 제어 구현, 예방적 유지보수, 안전한 작업 절차(잠금 장치/표지(LOTO) 포함) 등, 건강과 

안전에 관한 모든 위험에 근로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식별, 평가 및 완화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 시작 전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직업 건강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합니다. 건강 및 

안전 관련 정보는 시설에 명확하게 게시하거나 근로자가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PPE)와 사용 방법 및 사용 시기에 대한 관련 

교육을 제공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이러한 위험과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위험 상황에 관해 

피고용자에게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상 대비  

공급업체는 비상 상황 및 사건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식별 및 평가하고, 비상 보고, 피고용자 

통지와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훈련을 포함한 비상 계획과 대응 절차를 시행하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최소 1년에 한 번 또는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비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알아보기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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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이 없는 출구, 적절한 출구 시설, 비상 대응 요원의 연락처 정보,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  

공급업체는 손으로 하는 자재 취급, 무겁거나 반복적인 들어올리기, 장시간 서 있는 자세, 

고도로 반복적이거나 힘이 가해지는 조립 작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의 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식별, 평가 및 통제합니다. 

기계 안전장치  

공급업체는 안전 위험에 대해 생산 및 기타 기계 설비를 평가합니다. 기계가 근로자에게 부상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물리적 보호 장치, 안전 장치 및 장벽을 반드시 제공하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위생, 식품, 주거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청결한 화장실 시설, 식수 및 위생적인 식사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 기숙사 또는 거주 공간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또한 적절한 비상 탈출구, 목욕 및 샤워를 위한 온수, 

적절한 조명, 난방 및 환기, 개인 용품과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잠금 장치가 된 

편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직업상 부상 및 질병  

공급업체는 근로자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 및 질병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하여 직업상 부상 및 질병을 예방, 조사, 근본 원인 제거, 

관리, 추적 및 보고하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합니다. 

제품 안전 

공급업체와 하청업체는 GM 차량과 관련된 모든 안전 문제를 즉시 알려야 합니다. "Speak Up 

for Safety"는 GM을 대리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가 차량 안전 문제를 

보고하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GM 

Awareline을 통해 언제든지 안전에 관한 문제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57599/index.html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57599/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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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책임 있는 관리 

공급업체는 주변의 지역 사회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생산 변경, 유지관리와 시설 공정, 자재의 대체, 재사용, 보존, 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과 

같은 관행을 통해 용수, 화석 연료, 광물 및 원시림 제품을 포함한 천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배출, 오염 및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천연 자원의 사용을 지원하여 순환성과 폐쇄 루프 시스템을 촉진해야 합니다.  

환경 허가 및 보고 

공급업체는 해당되는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인 환경 법률을 준수합니다. 공급업체는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 승인 및 등록을 취득하고, 이들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운영 및 보고 요구 

사항을 따르고, 요청 시 해당 문서를 GM에 제공합니다. GM은 모든 공급업체가 과감하게 규정 

준수 의무를 넘어 회사 전체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추가 관행을 통합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염 방지 

공급업체는 원천적으로, 또는 오염 제어 장비 추가, 생산 변경, 유지관리 및 시설 공정과 같은 

관행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배출 물질 및 오염 물질의 배출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합니다. 공급업체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오염 물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공개하고, 적절하게 제어하고, 최소화하고, 오염에 기여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체 시설에서 오염원의 누적된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온실 가스 배출 

공급업체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공급업체는 범위 1, 2, 3의 

온실 가스 배출을 추적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범위 1, 2, 3의 온실 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GM과 공유하고, 또한 GM이 선택하는 제3자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게시합니다. 

공급업체는 시간 제한이 있는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최소한 GM의 공급업체 지속 

가능성 협력업체 서약과 일치하는 승인된 과학 기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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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기 배출  

공급업체는 해당되는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대기 오염 관리법을 따릅니다. 공급업체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특성화하고,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처리합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은 반드시 몬트리올 의정서 및 해당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체적인 대기 배출 제어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유해 대기 배출은 허가 및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 

규정에 따라 특성화, 모니터링 및 제어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효율성을 위해 대기 배출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모니터링합니다. 

유해 물질 

공급업체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식별, 

라벨 표기, 보관 및 관리하고, 또한 GM 요구 사항과 국제, 국내 및 현지 법률에 따라 안전한 

취급,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실현합니다. 공급업체는 제품 및 제조 

공정 내에서 위험 물질 및 우려 물질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물질 제한 

공급업체는 라벨 표기 및 폐기를 포함하여 제품 및 제조 상에 있는 특정 물질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모든 해당 법률, 규정 및 GM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GM에 공급된 모든 물질 또는 자재의 구성에 대한 정보 또는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고형 폐기물  

공급업체는 (유해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을 식별, 관리, 감소 및 책임 있게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시행합니다. 

용수 관리  

공급업체는 수원, 사용 및 배출을 문서화, 특성화 및 모니터링하는 용수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용수를 절약할 기회를 찾고, 또한 오염 경로를 제어합니다. 폐수는 배출 또는 폐기 

전에 요구되는 바에 따라 반드시 특성화, 모니터링, 제어 및 처리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최적의 성능과 규정 준수를 위해 폐수 처리 및 억제 시스템에 대해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공급업체는 용수를 효과적으로 재사용하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허가되지 않은 배출을 방지하고 이러한 배출의 잠재적 영향과 빗물 유출로 인한 범람을 

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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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지 

공급업체는 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세계 동물 건강 기구(OIE)가 공식화한 5가지 동물의 자유 즉, 

굶주림, 갈증 및 영양 부족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적 및 온도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표현할 

자유에 따라 동물 복지를 존중하고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우합니다. 어떤 동물도 자동차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단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도살되어서는 안 됩니다. 

GM은 연구 목적 또는 차량 개발을 위한 테스트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물의 사용을 

수행하거나 위임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자체 연구 또는 개발에서 동물 실험과 관련된 

원자재, 구성 요소, 부품 또는 조립품을 GM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지속적 개선  

공급업체는 자신의 회사 전반에 걸쳐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발자국, 에너지 사용, 용수 

사용, 자재 사용, 폐기물 및 기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공급업체는 공급망을 

통해 지속 가능성 기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조달 정책을 적절히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지속 가능성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추적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책임 있는 조달 

 

실사 

공급업체는 GM의 분쟁지역 광물 정책 및 책임 있는 광물 조달 정책에 따라 모든 광물 및 

자재의 책임 있는 조달을 약속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3TG)에 대한 현재의 보충을 포함하여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지침에 따라 실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급업체는 필요에 따라 부품, 

자재, 구성 요소 및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3TG 광물에 대해 최신 제련소/정제소 정보를 GM에 

공개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요청 시 보고 템플릿 또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여 실사를 수행하기 

위해 2차 공급업체와 협력합니다. 

토지 권리 

공급업체는 자신이 기반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를 존중합니다. 공급업체는 현지 

법률, ILO 원주민 및 부족민 협약(No. 169)과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따라 개인, 원주민 및 

https://www.oie.int/fileadmin/Home/eng/Health_standards/tahc/2016/en_glossaire.htm#terme_maladie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GM_Conflict_Minerals_Policy.pdf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GM_Responsible_Mineral_Sourcing_Poli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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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의 토지 권리를 존중합니다. 공급업체는 특히 취약 집단의 존재를 고려하여 적절한 

생활 조건, 교육, 고용, 사회 활동에 대한 지역 사회의 권리 및 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에 대한 자유로운, 사전 및 통지에 입각한 동의(FPIC)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생태계, 특히 공급업체 운영의 영향을 받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IUCN 결의안 및 권고를 비롯한 국제 생물 다양성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삼림 벌채를 방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토양 침식, 영양소 분해, 침하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미치는 영향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소음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 소음 수준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청렴성  

 

부패 방지/뇌물 금지  

공급업체는 어떤 형태이든 부패, 뇌물수수, 자금 세탁, 횡령, 갈취 또는 사기 행위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정부 공무원, 고객 또는 기타 제3자와의 협상 또는 기타 일체의 

거래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품, 선물 또는 불법적 인센티브 등의 일체의 유가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는 부패 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록 보관 

및 시행 절차를 시행합니다.   

정보의 공개  

공급업체는 해당 규정에 따라 노동, 건강 및 안전, 환경 관행, 업무 활동, 구조, 재정 상황 및 

수행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합니다. 공급업체의 모든 비즈니스 거래는 투명하게 

수행되고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장부 및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기록의 위조 또는 

공급망의 조건이나 관행의 허위 표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적 자산  

공급업체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은 반드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고객 및 공급업체 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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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 부품 

공급업체는 GM에 공급되는 모든 제품에 모조 부품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전달되는 제품에 전용(轉用) 부품 및 자재를 사용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품 설계 

과정에서 관련 기술 규정을 준수합니다.  

개인 정보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고객, 소비자 및 피고용자를 포함하여 거래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개인 정보 보호 기대치를 보호합니다. 공급업체는 개인 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할 경우,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법률과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수출 통제 및 경제적 제재 

공급업체는 물품, 소프트웨어, 용역 및 기술의 수출, 재수출, 배포 또는 기타의 이전에 적용되는 

모든 제한 사항, 즉 특정 지역, 법인 및 개인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모든 경제적 제재 

제한(제3자에 대한 적절한 실사 수행을 포함) 및 기타 모든 유사한 무역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윤리적 행동  

공급업체는 공정한 비즈니스, 광고 및 경쟁의 기준을 포함하여 모든 비즈니스 상호 작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합니다.  공급업체는 공급망 전체에 걸쳐 관련 법률에 따라 

이해 상충을 피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고수해야 하며, 반경쟁적 비즈니스 관행에 관한 

법률, 지적재산권, 회사 및 개인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에 관한 

법률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는 자신의 피고용자가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 관계가 

직무 책임과 충돌하는 상황 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피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충 처리 메커니즘 및 보복 금지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청렴성 문제, 인권 문제, 안전 문제 및 위법 행위를 

보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명확하게 전달된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법률에 의해 부과된 제한 사항에 따라,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기밀이 보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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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환경을 제공하여 고충 처리 및 피드백을 제공하고 내부 고발자의 기밀을 합리적으로 

보호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다른 공급업체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공급업체 운영과 관련된 

하청업체 및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세스를 적절히 마련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만들 때, 

공급업체는 메커니즘의 설계, 시행 또는 수행에 대해 잠재적 또는 실제의 사용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유엔 이행원칙의 효율성 기준에 따라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선의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복을 

금지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신의 공급망을 통해 이러한 기대치를 전달합니다. 

GM에 우려 사항 보고 

법률이 부과하는 제한 사항에 따라, 공급업체는 본 강령이 적용되는 사항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GM에 알리고 이후 조사에서 GM과 협력합니다. GM 정책은 이러한 우려 

사항을 보고하는 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만 사항의 보고를 위해 공급업체는 

언제든지 GM 글로벌 구매 및 공급 체인 담당자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M 

Awareline을 통해서도 직원, 계약자, 공급업체 및 기타 관계자가 GM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전화, 웹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보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GM Awareline에 보고를 제출하는 개인은 법으로 허용되는 

바에 따라 익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GM Awareline에 관한 정보에 액세스하기 위한 링크는 

여기에 있습니다. 

개선 노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파악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이나 구제책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그의 대리인과 

접촉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신의 공급망을 통해 이러한 기대치를 전달합니다.  

 

관리 시스템 

 

공급업체는 해당 법률 및 본 강령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공급업체는 GM의 요청에 따라 본 강령에 대한 준수 사실을 입증할 수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en/gui/57599/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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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며, 일체의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현장 평가 또는 감사에 참여합니다.  

관리 시스템에는 다음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원진의 노력 

공급업체는 관리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을 책임지는 고위 경영진과 회사 대표를 

명확하게 식별합니다. 고위 경영진은 관리 시스템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공급업체는 자사의 지속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GM은 공급업체에게 인근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그 주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와 전략을 수행할 것을 장려합니다. 

위험 평가 및 관리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즈니스 위험, 법규 준수, 환경, 건강 및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전략을 적절히 마련합니다. 공급업체는 각 

위험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고, 또한 식별된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 준수를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적 및 물리적 통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하청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및 공급업체 운영에서 이러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합니다.   

개선 목표  

공급업체는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 본 강령의 내용,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고객 

계약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과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되는 주기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내부 또는 외부 평가, 검사, 조사 및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시의 적절하게 수정하는 프로세스를 갖춥니다. 

교육 

공급업체는 자신의 정책, 절차 및 개선 목표를 시행하고,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본 강령과 GM의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에 대한 새롭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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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및 문서화 

공급업체는 자신의 정책, 관행, 기대치 및 수행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근로자, 

공급업체 및 고객에게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갖춥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와 함께, 규정 준수 및 회사 요구 사항 준수를 충족하기 위해 문서와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유지 관리합니다. 

 

공급업체 책임 

공급업체는 자신의 공급망을 통해 이러한 강령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공급업체가 본 강령 또는 

본 강령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및 관행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갖춥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자신의 공급망을 통해 본 강령 

또는 본 강령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요구 사항을 전달하려는 노력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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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은 여러 GM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책과 아래에 열거된 원칙을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GM 정책: 

• 행동 강령 - Winning with Integrity 

• 인권 정책 

• 분쟁지역 광물 정책  

• 책임 있는 광물 조달 정책 

• 글로벌 작업장 안전 정책 

• 보복 금지 정책 

• 노예제 및 인신매매 금지 선언문 

• 괴롭힘 방지 정책 

•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정책 

• 글로벌 정보 보안 정책 

• 제품 사이버 보안 정책 

• 청렴성 정책 

• 글로벌 환경 정책 

 

국제적 정책: 

• 세계 인권선언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 유엔원주민권리선언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 ILO 원주민 및 부족민 협약(No. 107) 

• ILO 원주민 및 부족 민족 협약(No. 169) 

https://investor.gm.com/static-files/265a1dc0-adc5-4d38-ab41-2c58e575692d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GM_Global_Human_Rights_Policy.pdf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GM_Conflict_Minerals_Policy.pdf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GM_Responsible_Mineral_Sourcing_Policy.pdf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GM_Global_Workplace_Safety_Policy.pdf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GM_Global_Workplace_Safety_Policy.pdf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GM_Non-Retaliation_Policy.pdf
https://www.gm.com/content/dam/company/archive/docs/legal/General_Motors_Company_Anti_Slavery_And_Human_Trafficking_Statement.pdf
https://investor.gm.com/static-files/f8dbbb44-43c4-4535-87e1-eb04a5729c8b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GM_Global_Privacy_Policy.pdf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GM_Global_Information_Security_Policy.pdf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Product_Cybersecurity_Policy.pdf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GM_Global_Integrity_Policy.pdf
https://www.gmsustainability.com/_pdf/policies/GM_Environmental_Policy.pdf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UDHR/Documents/UDHR_Translations/eng.pdf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cescr.pdf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https://www.un.org/development/desa/indigenouspeoples/wp-content/uploads/sites/19/2018/11/UNDRIP_E_web.pdf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rofessionalInterest/cedaw.pdf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rofessionalInterest/crc.pdf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rofessionalInterest/cerd.pdf
https://www.un.org/disabilities/documents/convention/convoptprot-e.pd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declaration/documents/normativeinstrument/wcms_716594.pdf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C107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55:0::NO::P55_TYPE,P55_LANG,P55_DOCUMENT,P55_NODE:REV,en,C169,/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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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지침 

• 자동차 산업 지도 원칙 

https://www.oecd.org/daf/inv/mne/48004323.pdf
https://www.oecd.org/daf/inv/mne/OECD-Due-Diligence-Guidance-Minerals-Edition3.pdf
https://www.drivesustainability.org/wp-content/uploads/2020/07/Guiding-Principles.pdf

